
 

◦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팀’과 함께 환영실에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복음을 알리고 전파 합시다. 

2. 온라인 영상 예배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은 추수 감사절 주일입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 중에도 가정과 교회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감사하며, 주의 은혜가 각 가정에 흘러 넘치는 풍성한 

    감사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 예배는 온 교인이 함께 연합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4. 성탄절 원주민 선교가 Constance lake band office 에서 허락이 되면 성탄 선물을 

    전해주는 것으로 fellowship 을 갖고자 합니다. (12 월 28-30 일 예정) 

5. Y.L.T. 캐나다 장학회에 신청하실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 제출서류: 자기 소개서 (신청하게 된 배경 및 연락처, 전화 및 이메일 포함),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추천서 2 부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1,200. 

6. 매주 목요일은 전도와 심방의 날입니다. 

7. 지속적인 333 중보기도: 밀톤 지역의 복음화와 교회 부흥,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유, 교우들의 직장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고국의 안정과 바른 정치를 위해, 

    조속한 예배 회복, 2020 년 원주민 성탄절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제 6 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1
 이 삼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2
. 

    1) 마 3:16-17; 마 28:19; 고후 13:14; 벧전 1:2 

    2) 시 45:6; 요 1:1; 요 17:5; 행 5:3-4; 롬 9:5; 골 2:9; 유 1:24-25 

 

주일예배 수요예배 교회 학교 청년부 

오후 12:30 저녁 7:00 (주) 오전 11:30 (Zoom) (목) 오후 8:00 (Zoom) 

647-850-9191    Cell: 647-208-9191 

www.miltonkpc.com // pastorjcsong@hotmail.com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정창송, 교육목사: 김윤규 
 

 
성도의 교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 20 – 41호                                                           2020.10.11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밀 톤 한인 장로 교회 

              
 

Mil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00 Nipissing Road, Unit 8, Milton, ON. L9T 5B2 www.miltonkpc.com 

     추수 감사 주일 예배 오후 12:30 예배인도: 정창송 목사 
   

송 영 (전주) 반주자 

예배의 기원  인도자 

*찬 송 26장 (통 14) 다함께 

*교독문 105. 감사절(1)/314장 1절 (통 511) 다함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봉헌 및 기도 633장 정창송 목사 

교회 소식  인도자 

찬양의 시간  다함께 

*성경 봉독 골로새서 2:6-7 인도자 

설 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힘 정창송 목사 

(The power to overflow with thankfulness) 

*찬 송 594장 다함께 

*축 도  정창송 목사 
 

*는 일어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미래의 청소년들과 장년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교육하는 공동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요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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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설교 요약 골 2:6-7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 2:6-7)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의 세계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현실만 보이므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남 탓하는 볼멘 소리가 튀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믿음의 눈이 안 열려 하나님이 안보이니까 현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까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임으로 인하여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 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18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바로 하박국 3:17-18 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해하고 없으면 불행해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삶을 살려면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 때부터 감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살려면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 어둡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이게 습관이 되어서 이미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가지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본성과 거슬려 싸우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한 가지 이상 감사를 생각하며 감사가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쓸 때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놀라운 열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모습은 감사로 드러나야 합니다. 감사로 열매 맺지 못하면 

환경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그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과 삶의 영역 전반에서 감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협에 처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만이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 남 탓하기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상처 받으면 바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람은 풍족하다고 

감사하는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 6-

7절에도 보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는가? 좋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는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삶이 불안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처럼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 주일에 우리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주일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 믿음의 성숙 안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장할 때 그 신앙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7절). 다시 말해 


